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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호

북한은 농업생산의 취약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식량생산 증대가 어려운 실정

• 북한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업생산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종자, 비료, 비닐 등 농자재, 장비·설비, 연료 및 전력 등 농업투입재 공급도 부족함. 

• 과거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수입했던 농기계의 경우에도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수리부품 공급이 부족하여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올해 소비 측면에서 북한 식량 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봉쇄조치로 북중무역이 어려워지면서 외부로부터의 식량 도입이 감소하고, 무역

감소 및 노동자 송금 축소로 식량 구매를 위한 재정 기반도 악화됨.

• 북한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일반주민의 사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득 감소가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식량난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훨씬 큰 악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코로나19 사태는 공급 측면에서 방역조치 등 농업생산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내년도 식량위기 우려 증가 

•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 제한조치가 취해져 농업생산 현장에 노동력 투입이 제한됨.

• 북한 내 공장가동률 저하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등 수입 감소로 인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화학비료 공급이 대폭 감소함.

• 8~9월 여러 차례 수해가 발생하면서 내년에 소비할 식량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 농경지에 피해가 심각함.

• 이동 제한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올해는 북한에 식량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 사태, 수해 등의 삼중고에 

처해 있는 북한은 내년 식량사정이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올해 불안한 식량수급 상황에도 북한 당국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식량 사정이 최악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노동력 투입 감소와 비료 공급 감소가 발생하였고 수해로 인한 심각한 농경지 피해 등이

겹치면서 올 가을 식량생산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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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업생산의 취약성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농업생산의 취약성은 지속되고 있어 식량생산 증대가 어려운 실정

북한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가 필요 수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논 면적 비중이 낮음.

• 전체 국토의 15~17%만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여 남한보다 낮은 비중임.

• 전체 농지 중 논의 비중이 약 30%에 불과하여 주식인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논 면적이 부족함.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농업생산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나 복구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지

지 않아 농업생산 여건이 불리함.

• 농산물 증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뭄이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관개 및 배수체계 완비가 되어

야 하지만 기반 수리시설이 부족함.

• 산림 훼손과 함께 수리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 복구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1> 북한의 자연재해 발생 현황(2012~2019년)

연도 기간 자연재해 구분 피해 지역 피해 내용

2012
8.28.~
8.30.

태풍(볼라벤)으로 
인한  홍수, 산사태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인명피해: 53명 사망, 45명 실종
농지피해: 101,000ha

2013
7.12.~
7.23.

홍수
자강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인명피해: 28명 사망, 18명 실종
농지피해: 13,340ha

2014
2014.3.~
2015.8.

장기 가뭄(18개월) 황해남도, 황해북도
농지피해: 황해남도 논 면적 80%, 
황해북도 논 면적 58%

2015
8.1.~
9.6.

태풍(고니)로 인한 
홍수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인명피해: 40여 명 사망 및 실종, 
5,240여 주택 파손

2016
8.29.~
8.31.

홍수 함경북도
인명피해: 138명 사망, 400명 실종
농지피해: 27,000ha 

2017 1~6월 가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농지피해: 50,000ha

2018 7~8월 가뭄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농지피해: 9,900ha

2018
8.23.~
8.25.

태풍(솔릭)으로 인한 
홍수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인명피해: 이재민 1만 명 이상 발생

2019
9.6.~
9.8.

태풍(링링)으로 인한 
홍수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인명피해: 5명 사망
농지피해: 46,200ha

자료: 환경부(2018), 기후변화에 의한 북한의 자연재해 현황; 통일연구원(2017),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UN OCHA,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년 4월 22일자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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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종자, 비료, 비닐 등 농자재, 장비·설비, 연료 및 전력 등 농업투입재 공급도 부족함.

• 농업투입재는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농업생산 현장에 공급되는 양

이 부족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매우 부족함.

농기계의 보급도 지체됨.

• 김정은 정권 이전에는 비농업부문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농업기계화 수준이 낮았으며, 김정은 정

권 들어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오랜 기간 기계화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

• 과거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수입했던 농기계의 경우에도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수리부품 공급이 원

활하지 않아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임.

농업생산 관련 제도와 정책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김정은 정권 들어 단행되었던 여러 개혁적 조치에도 여전히 농산물 분배에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정책

의 신뢰도가 낮아 생산성 향상에 제약요소로 작용함.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북한 농업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식량생산의 절대량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 

농촌진흥청 분석에 따르면 2019년도 식량작물 생산량이 약 464만 톤1)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어, 정부는 2020

년에도 예년과 비슷한 약 86만 톤가량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전망함.2)

• 북한 인구에 필요한 칼로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필요 식량규모는 한 해에 약 550만 톤으로 추정됨.

• 기후조건이 양호한 연도에도 식량생산량은 최고 480만 톤가량에 머무르고 있어 약 70만 톤 규모가 만

성적으로 부족함.

<표 2>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2012~2018년)

단위: 천 톤

연도 생산량(A) 외부 도입량(B) 총공급량(C=A+B) 총소요량(D) 필요량(E=D-C)

2012 4,676 646 5,322 5,429 △107

2013 4,806 365 5,171 5,370 △199

2014 4,802 255 5,057 5,489 △432

2015 4,512 105 4,617 5,495 △878

2016 4,823 99 4,922 5,608 △686

2017 4,701 170 4,871 5,524 △653

2018 4,558 257 4,815 5,755 △940

자료: FAO/WFP의 CFSAM 및 FAO의 GIEWS(생산량 및 총 소요량), UN Comtrade(도입량). 

1)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0. 12. 16.). “북한, 올해 식량작물 464만 톤 생산…작년대비 9만 톤 증가.”

2) 한국일보(2020. 5. 19.). “코로나발 세계 식량위기… 북한도 기근 시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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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 소비에 대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북한은 그동안 식량 부족분을 수입과 외부 인도적 지원에 의존

특히 중국으로부터 식량품목의 도입(수입과 대북지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식량 품목은 쌀, 밀가루, 옥수수 등이며, 최근 밀가루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3>.

• 2019년 북·중 정상회담과 2020년 북·중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것으로 일부 언론은 보도하고 있으나3)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부족함.

<표 3> 북한의 대중국 식량 수입 현황(2018년 1분기 ~ 2020년 2분기)

단위: 천 달러

구분 쌀 밀가루 보리 옥수수 대두 합계

2018년 1분기 398 26,242 260 0 39 26,939

2018년 2분기 1,634 13,377 257 793 106 16,167

2018년 3분기 8,741 9,662 134 103 519 19,159

2018년 4분기 13,862 13,765 192 241 231 28,291

2018년 합계 24,635 63,046 843 1,137 895 90,556

2019년 1분기 1,412 15,945 165 395 1 17,918

2019년 2분기 11,820 12,927 455 1,469 304 26,975

2019년 3분기 48,631 16,768 415 1,922 356 68,092

2019년 4분기 15,647 20,438 291 2,517 9 38,902

2019년 합계 77,510 66,078 1,326 6,303 670 151,887

2020년 1~2월 589 12,020 175 317 0 13,101

2020년 3월 0 683 0 0 0 683

2020년 1분기 소계 589 12,703 175 317 0 13,784

2020년 4월 0 1,575 24 0 0 1,599

2020년 5월 0 9,453 174 34 0 9,661

2020년 6월 0 10,069 116 10 0 10,195

2020년 2분기 소계 0 21,097 314 44 0 21,455

2020년 합계 589 33,800 489 361 0 35,239

주: 원자료에서 2020년 1~2월 수치는 합산하여 발표.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3) 중앙일보(2020. 6. 21.). “[단독] 이래서 文 욕했나…시진핑, 北에 식량 80만t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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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물량을 확인할 수 없지만 국제기구나 국제NGO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도 지속되고 있음.

• 북한의 식량사정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UN과 국제NGO의 대북 인도적 지원규모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2018년 1월~2020년 7월)

단위: 만 달러

구분
프로젝트

목표액

모금액

(이행 약속)

실적률

(%)
국가/단체/기구별 지원액(이행 약속)

2018년 11,121.7
3,816
(233)

34.3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1,000.4, 스위스 532.5, 스웨덴 465.2 
(200.3), 러시아 400, 캐나다 155.4, 노르웨이 56.9 등

2019년 12,034.5
4,595

(198.1)
38.2

한국 1,171.8(100.0), 러시아 879.5, 스위스 863.5(244.8),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600.0, 스웨덴 512.4(186.7), 캐나다 
152.2, 노르웨이 146.5, 독일 124.8(102.6), 프랑스 39.3 
(11.1), 덴마크 33.7(33.7), 유니세프 31.0, 핀란드 15.6(15.6), 
아일랜드 11.4(11.4), 리히텐슈타인 10.1(10.1), 이탈리아 
1.2(1.2) 등

2020년 14,699.2
3,593.7

(1,533.4)
24.4

유니세프 618.3,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589.9, 유엔인구기금 
32.9, 프랑스 (22.8), 캐나다 89.7, 한국 30.9(572.7), 스웨덴 
208.5(142.4), 스위스 (741.9), 노르웨이 190.1, 러시아 
300, 독일 (43.6), 영국 (10) 등

 주 1) FTS(Financial Tracking Database)는 프로젝트 기반 소요액을 기준으로 목표액을 제시.

2) 모금액은 프로젝트 모금액 및 긴급구호 자금을 모두 포함하며, 실제 지원액과 이행 약속(Pledges, Commitment)액을 합산(이행 약속액은 

괄호로 별도 표기).

3) 실적률은 프로젝트 목표액에서 모금된(실제 지원액+이행 약속액) 금액의 비율.

자료: UN 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https://fts.unocha.org).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북한의 식량 수입 여력은 지속적으로 약화

2017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식량수입 재원이 될 수 있는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4)

• 이에 더해 해외파견 노동자의 송환으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북한 정권의 재정 여력은 계

속해서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은 아직까지 식량품목의 급격한 수입 감소로 나타나지는 않음<표 3>.

• 2018년과 2019년 1·2분기 북한의 대중국 식량 수입액은 각각 약 43.0백만 달러, 44.8백만 달러에

서 2020년 1·2분기 약 35.2백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식량 이외 다른 품목에 비해 큰 폭의 감소는 

아님.

4) 최지영(2020).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홍제환(2020). �코로나 19 충격과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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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양상

부족분만큼의 식량을 외부로부터 도입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식량수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지속

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데 더해, 코로나19 사태는 외부와의 인적·물적 교류를 크게 제한하고 있음.

•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1월 22일에 실제 선제적이고 전격적으로 국경 봉

쇄조치를 단행함. 

• 이 국경 봉쇄조치에 따라 중국 관광객 유치가 중단되고 대외 수출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올해 1~6

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2,737만 달러, 3억 8,33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3%, 33.5% 수준으로 축소됨.5)

• 더불어 국경 감시 강화가 더해지면서 비공식적인 밀무역도 거의 중단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북한 내에서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대책으로 인해 시장활동 등 일반주민의 사경제 활동까

지 크게 위축되면서 상당수 주민의 생계가 어려워졌을 것으로 판단됨.6)

• 시장활동의 위축은 소득 감소에 기인한 구매력 저하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많은 주민이 식량 부족의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수입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북한 내 유통 제약까지 겹치면서 식량을 비롯한 물품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됨.

최근 북한 장마당 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의 양극화와 함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코

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되는 제품이나 일부 중국산 수입식품들의 가격(예: 사과, 돼지고기, 밀가루, 콩

기름 등)은 국경봉쇄로 인한 시장 공급물량의 대폭 감소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가격이 상승함.7)

• 하지만 북한산 원료로 생산되는 제품들과 식량 품목의 가격 변화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쌀, 옥수수, 감자 등 주요 식량품목은 구매력 급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

타남.

• 이는 북한 당국이 판매자들을 압박하여 가격 상승을 막는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수요자의 구매력 저

하로 인하여 판매자들이 스스로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결과이기도 함.8)

5) 홍제환(2020). �코로나 19 충격과 북한경제�. 통일연구원.

6) 아시아프레스 북한보도(2020. 11. 21.). “<북한 내부> 코로나 의혹으로 중요 도시 봉쇄, 외출금지에 시장도 폐쇄, 아사 발생 정보도.”

7) 데일리nk(2020. 10. 9.). “북한산 제품, 가격 그대로인데 잘 팔리지도 않는다.”

8) 데일리nk(2020. 10. 23.). ““가격 올리면 상품 압수” 으름장에 北 시장 물가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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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코로나19 사태 전후 주요 농식품의 북한 시장가격 비교

단위: 북한 원

자료: KREI 북한농업동향 제22권 제2호(부록-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를 토대로 저자 작성.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대북제재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는 점임.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기구와 국제NGO의 대북 의료 및 방역 물품 지원은 계속되고 있음.

• 그러나 국경 봉쇄와 북한 내 물류 및 인력 이동 통제로 지원물품의 검역과 통관이 지체되고 있으며 직

원 파견이 허용되지 않아 대북 지원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9)

•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특히 어린이, 산모,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의

료, 방역 물품 제공이 그 내용이어서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지원활동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큼.

<그림 2> 북한 식량 소비에 대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자료: 저자 작성.

9) 자유아시아방송(2020. 8. 3.).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재면제 받고도 대북지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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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북한 농업생산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코로나19 사태는 소비 측면에서 소득 감소로 인한 식량 사정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공급망 위기 

등으로 농업생산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먼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북한 내부에서조차 이동 제한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농업생산 현장의 노동

력이 충분하게 투입되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은 기계화 수준이 낮아 토지, 노동, 자본 등 기본생산의 3요소 중 노동력을 집중 투입하여 생산량

을 높이는 구조여서 모내기철, 수확철과 같은 농번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함.

• 예년에는 학생, 군인, 도시민, 공무원 등 거의 모든 주민들이 총동원되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사

태로 인하여 노력 동원이 제한적이어서 농업 현장에 노동력 투입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10)

•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모내기철에는 전업주부와 중앙당 중심으로 제한적인 농촌 동원이 이루어

졌다고 함.11)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의 농업생산 활동에 더 크게 악영향을 주는 요소는 농업투입재 공급 부족, 그중에서도 특

히 비료 공급 여건의 악화임.

• 이른바 ‘거름전투’, ‘거름과제’란 용어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 농업에서 비료의 중요성은 절대

적이어서 북한 주민들은 매년 새해를 당국에 대한 거름 의무 납부로 시작함.

• 북한 당국도 비료가 농업생산성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임을 인지하고 있으나12) 화학비료 생산이 부

족하기 때문에 인분까지 활용하여 유기질 비료 생산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납부 의무는 도시 주

민에까지 할당되고 있는 실정임. 

10) 북한 농업은 기본적으로 집단노동을 수반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양립할 수 없다. 농산물 증산을 위해서는 현재 여건하에 

노동 투입을 늘릴 수밖에 없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노동 투입에 제한을 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 속

에서 북한은 제한적으로 주민들의 노력 동원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11) 자유아시아방송(2020. 5. 19.). “북, 코로나 사태에도 주민 농촌동원에 내몰아.”; 자유아시아방송(2020. 6. 4.). “북, 중앙당 핵심 부서 간

부들도 농촌지원에 동원.”

12) 김영훈(2020). “코로나 19와 북한의 식량·농업.” �KREI 북한농업동향� 제2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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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크게 좌우하는 비료 공급에 있어서 코로나19 사태는 매우 큰 악재로 작용

먼저, 화학비료 생산공장들의 가동률이 저하된 것으로 전망됨.

• 비료 공장의 가동을 위해서는 원료와 전력이 필요한데 북한은 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북한 내 비료 생산 기반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짐작됨.

•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첫 현지지도 행보와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하여 주목을 받은 5월 1일

에도 순천린비료공장을 찾아 비료생산 기반 강화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비료 증산의 성과가 가시적

으로 나타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됨.

한편, 북한의 매우 중요한 비료 공급수단인 외부로부터의 화학비료 수입,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코로나19 사태는 이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

• 2018년 기준 북한의 총 비료 사용량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량의 비중이 41.5%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남<표 5>. 이는 북한 내 비료 생산 기반의 취약성에 따라 외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줌.

<표 5> 북한의 비료 수급 현황 및 대중국 비료 수입의 비중(2008~2018년)

단위: 천 톤

연도
북한 내 

생산량

외부 도입량 (수입+지원)
전년 이월 

재고량

사용량

(B)

후년 이월 

재고량

사용량 대비 

대중국 

수입량(A/B)
대중국 

수입량(A)

2008 274,640 181,157 31,633 1,400 456,297 900 6.9 

2009 181,266 266,817 105,987 900 445,983 3,000 23.8 

2010 198,066 299,250 287,303 3,000 498,816 1,500 57.6 

2011 199,357 548,108 355,087 1,500 745,965 3,000 47.6 

2012 243,041 483,586 252,790 3,000 726,627 3,000 34.8 

2013 N/A N/A 207,334 N/A 707,199 N/A 29.3 

2014 N/A N/A 142,048 N/A 749,670 N/A 18.9 

2015 N/A N/A 70,981 N/A 622,606 N/A 11.4 

2016 N/A N/A 158,262 N/A 850,012 N/A 18.6 

2017 N/A N/A 142,675 N/A 612,136 N/A 23.3 

2018 N/A N/A 262,019 N/A 631,175 N/A 41.5 

자료: USDA FAS(2020. 1. 21.). DPRK Food Grains Situation Update in MY 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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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실에서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는 북한의 비료 공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8년과 2019년 1, 2분기 합계 기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 수입액은 각각 5,466만 달

러, 4,151만 달러로 집계되는 반면, 2020년 1, 2분기를 합쳐 440만 달러어치 비료를 수입하는 데 그

쳐 2018년과 2019년 1, 2분기 합계 대비 각각 8.1%와 10.6%에 불과한 실정임<표 6>.

<표 6> 북한의 대중국 비료 수입 현황(2018년 1분기~2020년 2분기)

단위: 천 달러

구분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륨비료 기타 비료 합계

2018년 1분기  5,903  0   0 1,578 7,481

2018년 2분기  45,296   3 26 1,855 47,180 

2018년 3분기  20,286   0 21 189 20,496 

2018년 4분기  9,260   0 1 354 9,615 

2018년 합계  80,745 3 48 3,976 84,772 

2019년 1분기   1,397   0 43 2,501 3,941 

2019년 2분기  28,214   0 45 9,313 37,572 

2019년 3분기   182   0 9 101 292 

2019년 4분기    151   0 41 1,120 1,312 

2019년 합계  29,944   0 138 13.035 43,117 

2020년 1~2월 151 0 0 1,059 1,210 

2020년 3월 0 0 0 9 9 

2020년 1분기 소계 151 0 0 1,068 1,219

2020년 4월 0 0 0 591 591

2020년 5월 0 0 0 19 19

2020년 6월 2,520 0 0 54 2,574

2020년 2분기 소계 2,520 0 0 664  3,184

2020년 합계 2,671 0 0 1,732 4,403

주: 원자료에서 2020년 1~2월 수치는 합산하여 발표.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그림 3> 북한 농업생산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자료: 저자 작성.



 농정포커스 1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올 8, 9월에는 여러 차례 수해까지 발생

늦게까지 이어진 장마와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8월 1~6일 사이 북한의 남서부지역(황해남북도, 개성시, 강원

도)은 집중 폭우가 내려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함.

• 북한의 곡창지대로 일컬어지는 이 지역의 농경지 피해면적이 3만 9,296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13)

• 이어서 8월 27일에는 태풍 바비에 의해 또다시 황해남북도, 남포, 평양, 평안남북도 등 북한 서부지

역의 대부분이 강풍과 폭우 피해를 입었음. 

•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농경지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이 지역이 비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비료 공급이 

집중된 북한의 주요 쌀 생산지대여서 식량생산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임.

북한의 동부지역도 태풍의 피해를 입음.

• 9월 3~5일 사이에는 태풍 마이삭이, 9월 6~8일 사이에는 태풍 하이선이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

도 일대를 지나가면서 상당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북한의 강수량(2020년 7~9월)

주: 강수량이 평년과 유사하다고 평가한 기준은 평년 강수량의 33~66퍼센타일에 해당하는 구간임.

자료: KREI 북한농업동향 제22권 제3호(북한의 기상-2020년 12월 발간 예정).

13) 뉴시스(2020. 8. 14.) “북한 정치국 회의 개최, 개성봉쇄 해제.”

<7~9월 합계> <7월>

<8월> <9월>

 평년보다 많음       평년과 비슷함       평년보다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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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이외에 다른 수해에 대하여 북한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밝히고 있지 않아 정확한 농경지 피해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침수되거나 농작물의 쓰러짐으로 인하여 올 가을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급감할 것으

로 전망됨.

• 장마철 폭우와 여러 차례의 태풍으로 올해에는 북한 전역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됨.

• 올가을 저조한 식량 수확은 올해보다도 내년 식량 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내년 식

량 수급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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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한 식량수급 전망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외생적 충격으로 

한층 위기감이 고조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인한 대외 교역 제한과 시장 활동의 위축은 식량

난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특히 국제사회 대북 지원 활동의 위축은 상대적으로 북한 내 취약한 계층에 훨씬 큰 악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임.

올해 당장은 북한에 심각한 식량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두 가지 정황으로 추론 가능

첫째, 북한 시장에서 식량수급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북·중 국경 봉쇄조치 직후 2020년 2월에 식량을 비롯한 시장가격이 잠시 급변했지만 금새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시장을 통한 식량 공급과 소비가 지장을 받긴 했지만 큰 타격은 없어 보임. 

둘째,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홍수 피해까지 있었지만 북한 당국은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 

•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식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올해 북한에 심각한 식량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 

현재 고강도 방역조치로 인하여 농업 현장에 노동력 투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북한 내 공장의 가동률 저하와 

수입 감소로 인한 화학비료 공급이 대폭 감소함. 

• 농업부문 생산 활동에 대한 악영향은 올해 식량생산량 규모를 큰 폭으로 낮출 것으로 보여 내년에 영

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국제적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장마철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내년에 소

비할 식량을 생산하는 농경지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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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 사태, 수해 등의 삼중고에 처해 있는 북한은 식량위기의 우려가 

대두되면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북한 식량위기의 발생 원인을 요약해 보면, 노동력 투입 제약과 비료 공급 감소로 식량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과 함께 식량의 수입과 외부 지원이 축소된 데 따른 것임. 

따라서 북한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식량과 비료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시급히 

필요한 식량이 북한에 공급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농업생산 기반을 복구·정비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개발협력의 필요성 또한 제기됨.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을 설득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현재 북한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과 함께 산림병충해 방제, 자연재해 예방, 가축질병 방역 등 정치적 상황과

는 무관하게 남한과 북한이 협력해야 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을 매개로 북한과 

실질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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